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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최근 대부분의 SNS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존 데스크탑 컴퓨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벗어나 모바일 스마트기기 중심의 플랫폼으로 이동

하면서 종래 사용되어 오던 서버기반 인증방식을 벗어나 토큰기반 인증방

식으로 기본적인 인증체계가 변화되었다.

토큰기반 인증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피혐의자가 모바일 스마트기기

를 사용하면서 각종 SNS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유효한 토큰을

모바일 스마트기기로부터 추출하여 진정한 접속권한을 가진 것처럼 수사

기관이 피혐의자의 각종 SNS나 이에 연계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SNS 등에 게시된 그리고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각종 디지털정보와 실시

간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온라인 압수수색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 방식은 살인, 강도, 감금, 마약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와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항공기를 납치하는 등의 대형 테러범죄에 유용한 수

사기법인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사활동으로 인

한 각종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피처분자의 재산권이나 주거권

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 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율적인 수사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압수수색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 규

정과의 괴리에 의해 많은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형사소

송법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유체물’에 한정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의 ‘현장성’과 이에 따른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주거권 보호라는 관점

에서 영장원본의 현장제시의무,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을 주요 절차로 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 온라인 압수수색의

문제, ‘감청’으로서의 절차요건 준수 문제,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 등 종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는 디지털증거의 높은 증거인멸 가능



성이라는 특성과 원 수색장소에서 추가적인 주거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없

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압수수색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영장을 현장에서 제시하

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에 맞지 않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제시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취지와 강력범죄,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 가능성의 사전차단과 신속한 증거확보라는 온

라인 압수수색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후에 영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합당하고, 압수수색 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해 포괄영

장이라는 논란은 디지털 정보의 작성기간이나 작성주체, 주요키워드 등에

따른 제한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우리 법체계상 압수수색이면서 동시에 ‘감청’에

해당하므로 합법적 ‘감청’을 위한 절차조건 역시 충족되어야 한다.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영장 등 정당한 접근권한에 의한

것이고,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당한 접속방식에 의한 것이며 서비스제공

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국제적 관할권의 문제나 영장제시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으

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채득할 때는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참여, 비디오촬영을 통한 녹음․녹화 그리고 실시간 게

시되는 정보에 대한 캡쳐나 출력, 사진촬영을 하고 생성된 디지털 증거들

은 그 해쉬값을 생성하여 원본을 따로 봉인하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그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 등 종래 우리 형사소송법

이 예상하지 못하여 왔던 새로운 온라인 압수수색 기법들의 등장으로 학

계와 실무에서 많은 혼란과 논란이 계속하여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혼란과 논란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정

보 압수수색 방식에 걸맞는 새로운 절차와 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입



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정보의 삭제나 훼손의 용이

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정보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으로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은 현행법상 그 요건과 절차가 형사

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되어 형식적으로 두 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혼란과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에 따

른 영장제시와 사전통지, 참여권의 부여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절차

에 따른 집행 후 사후 서면통지절차 간의 모순과 충돌이 법규정상 발생하

고 있어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 발부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집행내용과

연간 집행횟수 등 사후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절차에서 통합적

으로 온라인 압수수색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이 종국적으로는 필요하다.

주요어: 토큰기반 인증, SNS 압수수색, 온라인 압수수색, 역외 압수수색,

원격 압수수색, 감청 논란,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모바일 스마트기

기 압수수색, 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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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2007년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휴대전화를 내놓

으면서 개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일반적인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

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데이터 정보를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세상이 열렸다. 그 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히

폭발적으로 관련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컴퓨터와 연결

된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한 것을 넘어 이제는 사이버공간이 모바일 스마트

기기로 급속하게 이동하여 오고 있다.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즐겨하던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일종인 페

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사실

상 전환되었고, 인스타그램이나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모바일 스마트기기

를 기본 플랫폼으로 한 서비스들 또한 급격하게 등장하며 인기몰이를 하

면서 말 그대로 모바일 스마트기기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고,

모바일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나 편중도는 향후 날이 갈수록 더해 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현대문명의 이기도 그 찬란한 빛과 달콤함, 영광 뒤에 항상

그에 못지 않은 어둠과 좌절을 인간에게 안겨 주었듯이 찬란한 모바일 스

마트기기 세대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수단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부작용을 주고 있다. 신종마약, 폭발

물 등 금제품을 SNS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어 원격지간에 불법거래하는

사례나 각종 음란물의 유통, 소위 ‘신상털기’라는 타인에 대한 극도의 예

민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이 범람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

로 큰 충격을 주었던 소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는 공범들이 SNS를

통해 ‘커뮤니티 역할극’이라는 신종 놀이에 빠져 살해 범행방법이나 시기,

사체훼손과 유기를 공모하여 실제 초등학생을 살해하기도 하였고1), 사이

1) 서울신문 2017. 6. 17.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여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시나리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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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공간의 게임에서 만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실제 상대방을 찾아가 물리

적 피해를 가하는 소위 ‘현피’ 현상은 ‘신촌대학생 살인사건’2)이나 ‘디시정

사갤 해운대 살인사건’3) 등을 통해 이미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범행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상대와 접속과 연결이 가능하고, 즉시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음은 물론 필요시 신속히 삭제하여 증거인멸할 수 있는 범죄자들의 무

기로서 악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소위 ‘뛰고 날고’ 있는 범죄자들

앞에서 그에 대응하는 법적, 과학적 장치를 마련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범

죄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지키고, 소수의 범죄

자들에 대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교정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분명히 국가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모바일 스

마트기기의 SNS를 반대로 국가에서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문명의 이기

를 이롭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 중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방법 중

‘토큰기반 인증’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서 유용

한 1개의 토큰을 추출하게 되면 이를 통해 수개의 SNS에 마치 실제 사

용자인 것처럼 정당하게 접속하여 기존의 업로드·다운로드된 정보들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SNS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2) 2012. 4. 30. 저녁경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총 4명이 신촌역 인근의 공원에서 인터넷 커뮤티니 

‘사령카페’를 통해 알게 된 대학생을 흉기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살해하고 풀숲에 유기한 사건으

로 공범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커뮤니티 상에서 갈등을 빚었던 피

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범행 방법과 시기를 사전에 철저히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원으로 

불러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칼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인터넷 나무위키 2017. 10. 20.자 

업데이트 편집본,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참조 

3) 2013. 7. 10.경 약 3년간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정치·시회 갤러리(정사갤)에서 

활동하며 알게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정치성향의 주장을 하며 반목하다가 서로의 사생

활을 인터넷상에 폭로하고 인시공격까지 하며 갈등을 빚어 광주에 살던 가해자가 직접 부산 해

운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

여 무참히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서울신문 2013. 7. 17.자 “디시 ‘정사갤’ 살인사건, ‘정치 이

념’ 논쟁이 살인까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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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향후 관련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이러한 토큰기반 인증서비스의 보편화

와 관련기술의 발전으로 범죄혐의자의 SNS를 실시간으로 압수수색하려

는 시도와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여 먼저 이러한 압수수색 방법이 현재

기술상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이러한 압수수색 방법은 어떠한 효용

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과연 현행법상 허용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광범위한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비

난은 어디까지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적절한 통제방식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모바일 스마트 기기 세대에 발맞추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의 도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 논문을 통

해 소개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

을 작성하게 되었다.

제2장 토큰기반 인증의 개념 및 이를 이용한 압수수색의 기

술적 가능성

1. 토큰기반 인증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증’(authentication)이라고 하면 시스템이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사용자가 시스템이 말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출금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예금자가 맞

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통장이나 카드 그리고 비밀번호와 신분증 등을

요구하고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4)

시스템에서 이러한 인증방법으로 종래에는 서버기반 인증방식을 통해 주

로 이루어졌다. 서버기반 인증방식은 클라이언트(client)로부터 웹사이트

4) 찰스 비히스, "OAuth 2.0 마스터“ 28쪽, 에이콘(윤우빈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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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을 요청받는 서버측에서 인증에 필요한 유저의 정보를 그대로

서버에 저장, 보관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웹사이트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요청받으면서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여 인

증절차를 거쳐 인증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록을 서버에 저장하

여 세션(session)을 생성하게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추가적인 서비스제

공을 요청하면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그 변경된 기록을 저장하면

서 새로운 세션을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결국 인

증에 관련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게 함으로써 서범의 램(RAM)이 과부

하되고, 데이터베이스에 과도한 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최근의 시스템 인증방식이 바로 토

큰기반 인증방식이다. 토큰기반 인증방식에서는 시스템 서버에서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인증 정보를 저장,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웹사이트

서비스제공을 요청받은 시스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로그인 정보를 요

청하고 한번 로그인 정보를 검증하여 로그인을 마치면 시스템 서버에서

검증 서명된(signed) 토큰을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하여 주고, 다시 클라이

언트가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때는 로그인시에 시스템 서버로부

터 발급받은 토큰을 함께 제시하기만 하면 토큰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정

보를 검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큰기반 인증은 세션에 관련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환경을 서버 측이

아니라 토큰을 통해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스템 관

리자의 측면에서는 각 클라이언트들에 따른 세션 정보를 저장하여야 하는

공간이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기능을 그만큼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거의 모든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

비스 시스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5)

5) 인터넷 https://velopert.com/2350, ‘[JWT] 토큰(Token) 기반 인증에 대한 소개’(2017.10.19. 

최종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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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토큰기반 인증시스템에서는 토큰에 최초 로그인 웹사이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하여 준 인증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어 이

러한 토큰을 이용하여 다른 시스템 서비스에 추가적인 계정의 생성이나

인증절차 없이 최초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토큰을 검증하는 절차만으로 간

편하게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토큰

의 이러한 기능을 연합된 신원(federated identity)이라고 부른다.6)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롯데시네마(LOTTE Cinema) 영화예매 어플리

케이션에 로그인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롯데시네마에 회원가입

하여 계정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인 네이버(Naver)나 페이스북(Facebook)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 토큰을 발급받아 발급받은 토큰의 연합된

신원 기능을 이용하여 위 롯데시네마 서비스 시스템에 자동접속하여 서비

스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7)

결국 토큰기반 인증시스템의 확장으로 웹사이트 서비스업체에서 로그인

을 통해 발급된 토큰은 그 연합된 신원 기능으로 인하여 토큰을 발급한

웹사이트 뿐 만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와 인증을 공유하는 다수의 어플리케

이션까지 별도의 인증 없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이

미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대부분의 초대형 SNS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토큰기반 인증방식을 사용하면서 연합된 신원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개념의 SNS

서비스 이용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8)

6) 위 찰스 비히스, "OAuth 2.0 마스터“ 30쪽, 에이콘(윤우빈 옮김)

7)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표준인증 방식이 OAuth라는 프로토콜이다, 위 “OAuth 2.0 

마스터” 29쪽, 에이콘(윤우빈 옮김)

8) 위 인터넷 https://velopert.com/2350, ‘[JWT] 토큰(Token) 기반 인증에 대한 소개’, 인터넷

https://scotch.io/tutorials/the-ins-and-outs-of-token-based-authentication#introduction, 

‘The Ins and Outs of Token Based Authentic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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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서버기반 인증] [토큰기반 인증]

2.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의 기술적 가능성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생성되어

클라이언트의 모바일 스마트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온전하게 추출하여 다른 모바일 스마트기기에 저장하여 마치 정당

한 클라이언트인 것처럼 접속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 2017. 2.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적인 모

바일포렌식 분석솔루션 개발 전문회사인 셀레브라이트(Cellebrite) 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온전한 토큰을 추출(extract)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스마트 기기에

9) 위 인터넷 https://velopert.com/2350, ‘[JWT] 토큰(Token) 기반 인증에 대한 소개’, 인터넷

https://scotch.io/tutorials/the-ins-and-outs-of-token-based-authentication#introduction, 

‘The Ins and Outs of Token Based Authentication’으로부터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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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 후 추출된 토큰을 이용해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동일한 환

경을 조성하여 SNS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상적으로 SNS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급한 토

큰을 모바일 스마트기기에서 추출해내면 추출한 토큰을 이용하여 다른 스

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SNS 서비

스 제공 서버에 접속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이미 기술적

으로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10)

제3장 토큰기반 인증 이용 압수수색을 활용한 수사기법의

활용성

1. 첨단 디지털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수사기법

먼저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가 사용하던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수사과정

에서 확보하였다면 해당 스마트 기기로부터 저장되어 있는 엑세스 토큰을

추출하여 토큰을 생성한 SNS 등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OAuth 프로토콜

을 통해 인증을 공유하는 다른 SNS나 어플리케이션에도 별도의 인증 없

이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곧 이는 피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자의 SNS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압수수

색할 수 있음은 물론 1개의 토큰 확보로 범죄자가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

는 여러 SNS 서비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중적인 압수수색을 실

시간으로 동시에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특히 셀레브라이트 사는 2015. 3. 미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아이폰 

5C의 암호를 해제하지 못하여 협조를 거부하는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던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암호를 해제하여 소송을 무의미하게 하고 FBI가 곧 소를 취하하게 하는 바람에 유

명세를 탔고, 2016. 4. 무렵에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아이폰 6에 대한 암호해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세계최고의 모바일포렌식 전문업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한 업체

이니 토큰을 추출하여 그 기능대로 SNS에 접속하는 기술 정도야 어쩌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예

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2016. 1. 5.자 연합뉴스 “<디지털스토리> FBI협

조 셀레브라이트 아이폰6도 뚫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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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범죄자의 실시간적인

활동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실시간 접속위치까지도 상세

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범죄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뿐 만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다각도의 심

리분석을 통해 범행의 동기, 계획범죄 여부, 공범의 존재여부, 추가적 범

죄의 진압과 예방 그리고 신속한 검거와 피해자 구조에까지 획기적인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테러범죄, 다중이 가담한 조직

범죄, 국가의 안위가 걸린 안보범죄, 인질강도 등 강력범죄의 대응에 탁월

한 수사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종래 압수수색절차에 따른 물리적·시간적 비용 문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

현대의 디지털 정보는 운영하는 사무실과 디지털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용되며 전문 데이터정보 관리업체

도 관리업무를 다시 하부 관리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떼어 주는 경우도 빈

번하여 물리적으로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토

큰기반 인증 방식을 통해 원격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직접 산재되어

있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리권한자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어 그에 따른

물리적·시간적인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반대로 피처분자 측의

서버 운영담당자나 관리자 등의 시간적, 공간적인 적극적 협조가 필요없

어 피처분자의 재산권이나 경영권, 주거권 등의 사생활 보호에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수사기법은 범죄자의 범죄력을 억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넘어 디지털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으면서

도 서버 운영자 등 피처분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련된 수사

기법이 될 것이다.

3.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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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주된 특성 중에 하나는 손쉬운 인멸, 훼손의 가능성이다.

사실상 우리는 인터넷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언제든지 손쉽게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접속할 수 있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엄청난 량의 정보를 수 초안에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

다.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 생성된 토큰

을 추출하여 피압수자 모르게 비밀리에 실시간으로 SNS 등에 대한 디지

털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감시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범죄자의 증거인멸이나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

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결국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압수수색이라는 새로운 수사기법은 다양한

모바일 스마트 기기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보다 한수 위에

서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유유히 법망을 벗어나고 있

는 중대범죄자들에 대응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추가적 범죄를 억제

하기 위한 효율적 첨단 수사기법으로서 충분히 수사실무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4장 토큰기반 인증 이용 압수수색의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들

1. 우리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체계

종래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예상되고 기대되었던 압수수색절차는 기본적으

로 장소에 있어서의 현장성과 대상의 유체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형사소송법도 제10장 압수와 수색에 관한 규정 중

제일 먼저 제106조 제1항에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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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필요

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

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여 압수수색의 대상인 물건을 직접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입각하여 같은 법 제118

조에서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

며 영장원본을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것처

럼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에서는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에 관한 규

정을 그리고 제122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

시와 장소를 전조(제121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6조에서는 ‘야간집행의 제한’ 규

정을 두어 피압수수색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권의 안정, 현장에서의

집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영장에 없

는 이상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압수

수색에 따른 증명서(제128조) 또는 압수목록의 교부(제129조) 규정 등을

상세히 마련하면서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현장 이해관계자에 대

한 보호에 세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에 대

한 기본규정들은 제219조의 규정에 의해 그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형사소송법은 현대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그에 따른 형사

소송절차의 실무를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자 2011. 7. 18.자 형사소송법 개

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

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

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

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도입되기도



- 11 -

하였다. 이 법안을 대표발인한 이주영 의원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는 “압수의 대상을 물건, 즉 유체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무체물인 정보자

체만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까지 압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

을 원칙적인 압수방식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무체물의 압수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이라

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11) 하지만 이러한 규정마저도 위 법개정 제안이유

서의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게 법 문언자체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정보

저장매체등’로 한정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증거인 정보 자체

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찬성하는 이론12)과 반대하는 이

론13)이 날카롭게 맞설 정도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14) 이러한 논란의 문

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것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종래 연

방대법원의 해석론으로 전산정보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15) 이

후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을 개정하여

압수대상에 명시적으로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16)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체계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11)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법학총론 제37권 제3호, 제

135쪽

12)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법학총론 제37권 제3호, 제

136쪽, 이훈동, 컴퓨터관련범죄와 형사절차,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성시탁교수회갑기념논문

집 958쪽, 조석영,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2010. 7.) 80

쪽 등

13)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2011) 94쪽, 하태훈, 강동범, 정보사회에서의 범죄에 대

한 수사와 재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88) 299쪽 등 

14)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2012.12.27. 2011헌바225결정)의 기본적인 입장은 압수수색의 대상에 정보도 포함되는 것

으로 적극적으로 실무상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5) United States vs New York Telephone Co., 434 U.S. 159, 98 S.Ct. 364, 54 L.Ed. 2d 

376(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156쪽으로부터 재인용)

16)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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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 실무와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디지털증거 자체

가 압수수색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동적 자세를 보이며 명확

히 선언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법체계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 괴리를 좁

혀 보고자 사실 문언과는 격차가 있는 소위 주관적, 목적론적인 적극적

해석을 통한 판례들에 의해 어렵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17) 이

러한 문제는 이 논문 전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이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은 물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적인 핵심문제라고 생각된다.

2.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

가. 원격 압수수색의 개념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압수수색의 방법은 당연히 SNS상의 여러 정보

들을 수색하고 압수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SNS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최초 영장에 기

재된 장소에서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그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

저장된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부

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

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수색의 현장에

임하여 유체물을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디지털증거의 경우는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디지털정보가 있는 저

장 서버 등 정보저장매체에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접속만 할 수 있

17)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법학총론 제37권 제3호, 제

136쪽의 견해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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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전국 어디서든 디지털정보에 접속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

고, 실제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운용 사무실과

는 별도로 직접 또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전문업체를 통해 데이터정보 전산저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 물리적

으로 어떠한 정보가 어떤 지리적 지역의 전산저장시설에 관리되고 있는지

를 찾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어서 자연

스럽게 최초 예상하였던 운용 사무실 등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

서 서버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기업 운용 사무실이나 연결 전산설비를 이

용하여 그 장소를 벗어나 해당 디지털정보를 실제 저장·보유하고 있는 서

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관련 디지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압수수색 방식이 소위 ‘원격 압수수색’

이라 불러지고 있다.

이러한 원격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의 대상물인 컴퓨터가 아니

라 그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 피의사실 관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격 조작에 의해 데이터를 검

색, 보전과 수색·검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견해18)가 있고, “시스템 관

리자의 물리적 소재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때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영장기재장소인 시스템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에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수색하여 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견해19), 그리고 “최초 압수수색 장소의 수색 대상 컴

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사건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해당 컴퓨터를 통해 접근·이용이 가능한 경우 다른

컴퓨터를 수색하여 관련된 정보를 압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20).

18)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2011. 2.), 1쪽

19) 노명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한

국저작권위원회 개최 국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 발표문(2012.11.) 

29쪽

20) 정대용, 김기범, 이상진, “수색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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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 압수수색의 법률적 특성

(1) ‘수색할 장소’의 확장의 문제

원격 압수수색은 그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압

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정보를 저장·보관하고 있는 원격지 서버에

접속한 후 디지털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받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이러한 원격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필수적 기재, 제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온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장소의 일종의 확장이라는 법률적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14조 제1항에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

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

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도는 수

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21)하고 있어 ‘수색할 장소’를 특

정하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색할 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

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실제 디지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원격 서버

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2) 압수수색의 방법의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7. 18.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

(2016.3.) 42쪽

21) 물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그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

용되고 있다.

22) 위 “수색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2016.3.)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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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

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

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출력 또는

복제 그리고 보완적으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를 그 방법으로 제

시하고 있다.

실무상 현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글문서 파일을 상정하여

보면 한 개의 한글문서 파일은 수십 KB에서 수천 KB까지의 저장용량을

차지하므로 평균 100KB를 기준으로 한다면 1GB 저장 매체에만 무려

10,485개의 문서파일을 저장하고 있다고 계산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하드디

스크 용량인 1TB를 기준으로 한다면 10,737,418개의 문서를 저장하고 있

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압수수

색 현장에 나간 수사관이 현장에서 1,000만개에 이르는 문서를 일일이 확

인하며 출력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원격 압수수색의 경우 대

부분의 디지털정보를 개별적으로 선별 또는 그룹별로 선별하여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여 다시 관련정보를 세부적으로 선별하여 압수수색하거나 화

면을 캡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 때문에 실제 검찰의 수사실무에서도 현장에서의

키워드를 통한 선별 압수수색 방식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

별 압수수색으로는 관련 시스템의 메타정보를 확보할 수 없고, 삭제된 데

이터의 복구작업을 할 수도 없으며, 몇 개의 핵심 키워드만으로 필요한

디지털정보들을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현장에서 선별하여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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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 압수수색의 위법여부에 대한 검토

(1) 적법하다는 견해

먼저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단순히 단말기를 보유한

장소이고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로 원

격지에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야만 하는 경우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23)

가 있고, “원격 압수수색의 방법을 통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 수색

장소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게 되므로 해당 디지털 정

보가 수색장소에 존재하게 되어 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범위를 초월할

것인지의 문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며, 원격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압

수한다는 취지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경우에

는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견해24)도 있으며, “원격수색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종래의 이론상 필요한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25)라며

역시 원격 압수수색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고, 특히

“현재 형사소송법은 유체물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압수수색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네트워크, 인터넷, 클라우드 기

술의 발달로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분산, 가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장소적 개념만을 고집하여 원격 압수수색을 부정하

게 된다면 국내 형사관할권 내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이 어렵게 되

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에 정보를 저장하는 범죄자나 국제성 범죄에 대응

23)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6), 153쪽

24)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2010), 

34쪽

25) 박종진, 김상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제19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2.), 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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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보보

안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증거는 접근제어나 암호화, 분산저장 등의 방

법으로 증거를 은닉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26)라며 원격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합리적 증

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2) 위법하다는 견해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와 달리 “원격 조작에 의한 데이터의 검색 보전과

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에 이를 원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거나 다

른 컴퓨터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나 검증인지에 대하여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다른 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

고 볼 수 없고, 저장매체를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보는 이상 그 대상물이

아닌 다른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27)가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원격 수색에 관한 명

문의 규정이 없으며, 미국의 이른바 캐비넷 또는 용기이론에 의하더라도

원격지 서버가 별개의 용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Plain View 이론

도 ‘우연한 압수’와 달리 ‘우연한 수색’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격 수색’

을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론상 부담이 따른다”28)며 영장의 ‘수색할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

색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견해들이 있다.

(3)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6) 정대용, 김기범, 이상진, “수색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

(2016.3.), 65쪽

27)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2011. 2.), 197쪽

28) 노명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한

국저작권위원회 개최 국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 발표문(2012.1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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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술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대검찰청이 2008년부

터 제정하여 검찰실무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29)은 제15조 제2항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수색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를 통하여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수색·

검증 대상 정보저장매체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대상자

가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실

상 원격 압수수색을 명문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4) 소결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는 결국 우리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관

련 규정의 문언상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적법성을 인정하

여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압수수

색에 대한 규정체계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비약적

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적 디지털문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아

직도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대상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문언상

명백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에 나아갈 때에 미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세세한

디지털 정보의 소재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30) 영장에 기재된 운용

사무실의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에 직접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별

29)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대검예규 참조

30) 실제로 디지털정보를 관리하는 전산관리 담당업체 측에서도 실제 세세한 정보가 어떤 서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담당직원만 알고 있는 경우가 실무상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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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서버관리소이나 전산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경우

가 빈번한 상황에서 매번 다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31) 직접 서버관리

소 등을 현장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하여야 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방향 등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쉽게 은닉, 훼손, 삭제되어 질 수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원격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염려될 수 있

는 기본권의 침해를 살펴보면,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여 영장에 기재하고

압수수색의 집행시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취지는 국가

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

산권, 프라이버시권, 주거의 평온의 보호 등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디지털 정보의 원격 압수수색은 유체물을 직접 법원이나 수사기관

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며 원격지에서 전산통신망을 통해 디지털정

보를 다운로드받는 것이므로 ‘수색할 장소’ 외의 장소에 추가적인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바도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추가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디지털정보의 보관 및 저장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압수수

색을 실시하는 것이 피처분자의 주거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고 물리적인

공간과 장치를 점유함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나 업무상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현재의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기본권 침

해의 이익형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원격지 압수수색은 현행법상

으로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려에서 실제 우리 형사소송의 실무에서는 원격 압수수색이 적

31) 실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데 2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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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는 전제에서 실제 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이루어지고 있다.32) 즉, 이

러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서버운영자의 사무실’로 기재하고 압수할 물건에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전산자료 등이 저장된 컴퓨터·전

산처리 장치 등 전자정보저장매체 그리고 위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에

인터넷,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정보통신망이 연결되어 있

는 경우 그 연결된 서버 등 전자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 관

련 전산자료’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어 이에 따

라 집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실무이다.

라.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에 대한 적용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의 문제로 되돌아와 적용하여 보자.

먼저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에서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는 그 개념상

‘수색할 장소’에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

가 SNS에 로그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압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바로 그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SNS 등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캡쳐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은 영장청구시 ‘압수수색 장소에 존재

하는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전산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

우에는 피의사건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위 전산 네트워크망으로부터 다

운로드 받아 확보한 디지털정보’ 등의 방법으로 그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

다.33)

32) 실제 실무에서는 주로 모바일 게임상의 채팅을 통해 아이템 등을 판매하겠다고 하고는 판매대

금을 송금받은 후 약속과 달리 아이템 등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는 ‘아이템 거래사기’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러한 경우 대부분 게임업체는 직접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관리

하고 있지 않은 채 별도의 전문관리업체에 맡기고 있어 압수수색시 압수수색할 장소로 게임업

체의 사무실을 지정하고 위 사무실에 집행을 나가 원격을 통해 전문관리업체의 서버에 접속하

여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원격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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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의 방법 중 압수된 모바일 스마트 기기로

부터 토큰을 현장에서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그 토큰을 추출한

후 위 압수된 모바일 스마트 기기와 동일한 환경을 수사기관이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분석업체의 사무실에서 조성한 후 SNS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을 원격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 압수

수색에 있어서 최초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온라인 수

색’이라는 개념의 영역으로 그 법적 문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아래에서는 온라인 수색의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3. 온라인 압수수색의 문제

가. 온라인 압수수색의 개념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색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 연결을 통

해 이용자 모르게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34)된다.

이러한 온라인 수색 개념의 등장은 종래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압수수

색은 물리적 공간인 현장과 유체물에 대한 수색과 압수를 예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첨단 디지털문명 범죄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과 새로운 범죄환경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첨단범죄자들은 종래의 평범한 기술적 방법을 넘어 SNS,

채팅 모바일 앱프로그램 등을 통해 암호화기법을 이용하여 은밀히 의사를

주고받고 있어 기존의 전화나 단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감청

33) 정대용, 김기범, 이상진, “수색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

(2016.3.), 52쪽 참조

34)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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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그 수사대응력이 점점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대

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35)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온라인

압수수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목소리는 갈 수록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온라인 수색은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설치된

컴퓨터 등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원격지에서 저장, 관리되고 있는 데이

터 정보를 수색하고 다운로드 또는 출력, 캡쳐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면에서 원격 압수수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색은 원격 수색과는 달리 압수수색의 장소를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무실로 한정할 필요 없이 수사기관의 사무실이나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같은 범죄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에 비밀리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첨단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압수수색은 ① ‘수사할 장소’의 개념을 원격 압수수색의 개념에서

일보 더 전진하여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더

확장하는 문제와 ② 압수수색을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특성을 가지는 압수

수색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 측면에서 보면,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압수수색도 온라인

수색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온라인 압수수색의 위법성 문제

(1) 적법하다는 견해

온라인 압수수색은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하

35) 김성룡 역, Manfred Hofmann 저, 온라인 수색-국가의 해킹인가, 허용된 수사방법인가, 법학총

론 제23집(2005. 12.),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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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지만 그 증거확보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압수범위 축소로 인해

불필요한 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견해36), 중대범죄 및 테러에 대응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은 피할 수 없는 요구이고 독일 형사소송법 제102조(범죄혐의자의 주

거, 신체, 물건 등의 수색에 관한 내용), 제103조(범죄혐의자가 아닌 제3자

에 대한 수색의 요건)의 종래 일반적인 압수수색 규정으로도 모던하고 현

재의 현실에 적합한 해석으로도 충분히 압수수색의 대상에 물질적인 대상

뿐아니라 비물질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진다고 볼 것이고, 온라인 수색은

단지 컴퓨터의 하드저장장치만을 수색할 뿐이므로 전통적인 압수수색보다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에 대한 침해와 그 효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침해

를 주지 않으며, 압수수색에 따른 사전 고지 또는 압수목록 등의 교부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하다는 견해37) 등이 있다.

(2) 위법하다는 견해

온라인 압수수색은 적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

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시 의무에 반한다는 것이

다38).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

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 압수수색은 이러한 규

정에 명백히 반하므로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이다.

36)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46쪽~50쪽

37) 김성룡 역, Manfred Hofmann 저, 온라인 수색-국가의 해킹인가, 허용된 수사방법인가, 법학총

론 제23집(2005. 12.)

38) 김경수, 압수·수색영장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 검토, 경찰학연구 제10권 제3호, 2010, 88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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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온라인 압수수색의 경우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일반포괄영장 처럼 압수수색의 범위를 영장에 특정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역시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다39).

(3) 외국의 입법례

온라인 압수수색의 외국 입법사례에 대해서 일본은 최근 형사소송법 제

107조 제2항을 규정하면서 압수영장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된 기록매체

에 압수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격지에서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최초로 마련40)하였으며,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 Crime) 제19조

제2항41)은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에 착

수한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른 시스템에 저장

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

가입국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독일 형

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수색 대상인 전자저장장치로부터 접속할 수 있

는 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매체까지 수색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42).

39)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재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12. 336면

40) 위 일본 형사소송법『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자계산기에 대한 복제 방식의 압수)

을 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압수영장 기재사항 외에, 압수할 전자계산기에 전기통신회선으

로 접속되어있는 기록매체에 대하여 전자적 기록의 복사할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41) Article 19 – 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2.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where its 

authorities search or similarly access a specific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pursuant to paragraph 1.a, and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sought is stored 

in another computer system or part of it in its territory, and such data is lawfully 

accessible from or available to the initial system, the authorities shall be able to 

expeditiously extend the search or similar accessing to the other system.

42)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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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에서는 2009년 이래로 매년 35회에 걸쳐 온라인 감시를 위한

스파이웨어가 사용되었다고 독력의 유력 주간지 디 짜이트(Die Zeit)가

2011년 기사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43) 위 기사에 따르면 바이에른 주에서

는 해당 기간 동안 중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25회의 스파이웨

어를 이용한 감시 방법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연방정부

가 관세청에 접수된 16개의 사건에 대해 당해 스파이웨어의 사용을 인가

한 바가 있다고 하며 연방정부 또한 스스로 온라인 수색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4) 우리 법원의 온라인 압수수색에 대한 태도

우리 법원이 온라인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는 아

직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일련의 해외 이메일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온라인 압수수색과 관련한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수색할 장소’의 개념 확장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는 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44)

먼저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수사기관인 국가정

보원 수사관이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혐의를 소명하여 피의자들에 대

한 신체, 주거,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피의자

들로부터 이적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동조한 것으로 의심되

는 디지털 파일이나 문서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

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이 USB 저장매체 또는 수첩 등에의

수기 메모로 기재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43)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60쪽

44) 이 판례들은 온라인 압수수색의 적법성 보다도 사실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와 그에 따른 

영장제시, 피처분자의 참여권의 보장,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 외의 한계 문제에 관한 내용이 핵

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인 ‘5.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 항목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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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하면서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에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간첩 통신수단으로 사용한 외국계 이

메일 계정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개설시점 ~ 20○○. ○○. ○

○.간 이메일 계정, 받은 편지함 등 각종 편지함...’으로 기재하고, 압수수

색할 장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로,

압수수색검증방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

에서 영상녹화 및 동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

운데 해외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후 국가보안법위반 범증자료 출력물 및

동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라고 특정하였고, 이에 따

른 법원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실시 전에 피의자에게

영장발부사실과 참여의사를 고지하였으나 피의자가 응하지 않아 해외 이

메일 서버를 영장을 발부받은 취지에 따라 각각 압수수색을 한 사례였다.

기본적으로 해외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에 관한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한

이 두 개의 사례에 대해 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2017. 6. 13.

2017노23 판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의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되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고 형사소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며, 처분받

는 자에게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

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시 주거주(住居主)또는 간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

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설시하

였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거의 같은 시기인 2017. 7. 5. 2017

노146 판결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해외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은 법원

의 영장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된 상당한 방법에 따라 채증활동을 한 것으

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행위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컴퓨터

를 조작하여 외국계 이메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

릭하는 행위는 절차에 참여한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담당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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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해쉬값을 확인하였다면 동일

성이나 무결성에 문제가 없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 전 피의자 측에

통지하고 그 참여의사를 물은 이상 참여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

며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증거인멸이 손쉬워 긴급을

요하므로 압수수색검증 사실을 당일 통지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여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서로 다른 정반대의 판

단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두 사례 중 후자인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의 2017.

7. 5. 2017노146 판결에 대해서만 2017. 10. 31. 2017도12643 판결을 통해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위 사례에 있어서의 해외 이메일 서버에 대한 온라인 압수수색은 적

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이 사례들은 압수수색의

장소를 범죄와 전혀 무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용 PC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수색할 장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원격 압수수색이 아니라 온라인 수색에 가까우나 압수수색 실시

전 피의자에게 영장발부사실과 실시사실 그리고 참여기회 부여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온라인 수색의 주요특성 중 하나인 ‘비밀리’에 압수수색을 한

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해 온전한 온라인 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의 특성상 현재 대법원이 온라인 압수수색을 적법하

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다시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이 해외 이메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범죄혐

의와 전혀 무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

수색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집행장소와 방법을 사전에 법원의 허락

을 받아 실시한다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그 외 피처분자라

고 할 수 있는 해외서버 관리담당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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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위 관리담당자에게 압수목록의 교부, 참여권의 보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온라인 압수

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 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장소와 방법을 사전에 법원에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정보관리주체라 할

수 있는 피의자 측에 참여권만 보장하여 준다면 제한된 개념의 온라인 압

수수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45) 즉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대법원도 온라인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기본

적으로 인정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에 대한 일종의 통제장치

로 피의자 측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토록 하여 ‘비밀성’이라

는 특성을 상당부분 제한함으로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입장

인 것으로 볼 수 있다.46)

(5)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압수수색의 유용성과 수사상의 효율성

그리고 급격하게 변한 현재의 범죄환경 속에서 온라인 압수수색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두 수긍하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가 아직도 유체물만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의 규정으로는 허용하기 어렵다거나 온라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정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방대할 수 있어서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

버시를 침해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자유의 위축과 국가기관의 감시행위의

일상화를 염려하며 온라인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 물론 이러한 제한된 개념의 온라인 압수수색은 온라인 압수수색의 주요특성인 ‘비밀성’이 압수

수색의 사전고지 및 참여기회부여 과정을 통해 부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온전한 온라인 압수

수색은 아님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46) 대법원은 위 판시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참여권에 대해서도 디지털 정보의 손쉬운 증

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실시 당일에 고지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혀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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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먼저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시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견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압수수색에서의 영장제시의무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

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라고 규정

하고 있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동법 제85조, 제

200조의6)에서 ‘집행시’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기본

적 규정 태도가 다르고, ‘비밀리’ 집행을 수행한다는 온라인 압수수색의

취지와 위 형사소송법 제85조에서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의 제시

나 소지없이 집행한 후 완료 후에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그리고 온라인 압수수색은 그 성격상 ‘감청’에도 해당한다고 보여지고,47)

감청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사후통지의 원칙(위 법 제9조의2)을 고

려하여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급속을 요하는’ 온라인 압수수색

의 경우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인 영장집행의 요건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역시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증거확보와 증거인멸 가능

성의 사전차단이라는 온라인 압수수색의 의의를 고려하면 집행 후 사후에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48) 특히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

할 수는 없고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단순히 당사자

가 도주하여 현장에 부재하는 것만으로도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은 유지될 수 없다’49)며 압수수색시에 반드시 영장의 제시

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최근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은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

47)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압수수색의 ‘감청’논란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8)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에도 실질적인 압수수색의 피처분자라고 할 수 있는 금

융계좌 등 금융자료의 명의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영장집행사실(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를 상당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의2 제2항) 이러한 규정도 같은 취지에서 참고해 볼만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49)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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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50)라고 판결함으로서

영장제시의 요건이 압수수색에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

하기도 하였고,51) 앞서 소개된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사건(2017. 10. 31. 선

고 2017도12643 판결)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처분

자로 볼 수 있는 해외 이메일 서버 관리자에 대한 영장제시가 없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피의자 측에게도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

사실 및 참여기회의 부여만 이루어졌다면 압수수색 영장제시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음은 이미 살

펴본 바 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물건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한정하지 않아 포괄영장이 되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견해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될 디지털 정보는 그 대상이 방대하고,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많

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

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실 디지털증거의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있어 언

제나 발생하는 디지털증거의 일반적인 문제일 뿐이다. 온라인 압수수색

외의 일반적인 디지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서버나 데이터저장장치

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제나 방대하고 거대한 데이터정보를 대상으로 이루

어지기 마련이고, 그 내용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나 사진, 일기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부터 직장생활과 관련한 상업일지 등 업무상의 비

밀에 이르기까지 극히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정보임은 매 한가지인 것

이다. 다만 온라인 수색을 통해 그 대상정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50)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호 판결

51) 최근 대법원은 2017. 9. 7.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처분자인 네이버 주

식회사에 팩스를 통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송신만 하고 취득한 이메일은 영장원본과 압수목록

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시․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위법수집증

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나(2015도10648 판결) 위 판결의 정당성여부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례의 경우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 기

존의 판례에 반하거나 변경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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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는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대상 저장장치

가 몇 개 더 늘어나는 수만큼의 상대적으로 미미한 증가에 불과한 일종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일반적 특성일 뿐 온라인 압수수색만의

문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수색의 범위

에 대한 특정 문제는 디지털 정보의 작성기간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을 취하거나 디지털 정보의 작성주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52) 접근

권한 또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선별적 압수수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되는 주요 키워드에 따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범위를 특정하고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정취지를 살려 ‘사건과의 관

련성’ 부분(동법 제106조)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도 제한과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보완적으로

온라인 수색을 통해서 확인된 불필요한 정보나 사건과 관련없는 사생활의

내밀한 분야에 해당하는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도 별

도의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제재 방법을 통해 수사기

관의 공권력 남용문제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주목해 볼만하다53).

결국 그렇다면 온라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

안에서도 ① 법원의 영장 등 정당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의할 것, ② 피의

자 측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나 압수수

색의 취지상 ‘비밀성’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압수수색의 특성

상 ‘감청’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사후 집행통지 규

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압수수색사실의 사후 통지와 사후 영장제시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③ 압수할 정보를 관리주체나 시기, 키워

드 등으로 한정하여 특정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충분히 허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의 하나

52)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55쪽

53)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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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에 대한 적용

그렇다면 다시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 문제로 돌아와

검토해 보면, 토큰 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모바

일 스마트 기기에서 추출한 토큰을 수사기관이나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

로 가져와 피혐의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여 추출한 토큰으로 관련 SNS나 연합된 신원 기능

을 이용하여 연계된 다른 모바일 앱에 마치 피혐의자가 서비스를 받는 것

처럼 피혐의자 몰래 접속하여 피혐의자의 SNS 활동을 확인하고 연계 모

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등의 전산통신장비를 통해

다운로드받거나 캡쳐하는 방법은 일종의 온라인 압수수색의 한 방법이 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검토하여 온 바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 하

에 충분히 현재의 형사소송법 상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

한 압수수색 방법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통신

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최근 대법원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데이터정보에 대한 부분은 압수

수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송수신이 완료되지 않은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54)을 하였다. 즉 이러한 판결례나 법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 중 피의자에 대한 실시간 SNS 등의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테러나 조직범죄, 주요 강력범죄에 있어 증거로 활

용하며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수사기

법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결국 이러한 ‘감청’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

다.

54)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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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어서 실시간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따른 ‘감청’

논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4. 실시간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따른 ‘감청’ 논란

가. ‘감청’의 개념

통신비밀보호법은 제2조 제7호에서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

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감청의 방법은 과거 유선전화를 사용하던 시절에 전화국으로부터 사전협

조를 받아 피감청 대상자의 전화기와 연결된 전화국의 전화선 사이에 별

도의 감청장치를 설치하여 피감청자의 대화내용을 중간에서 탈취하여 청

취하거나 범행현장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도청장치 등을 미리 설치하여

피감청자의 대화를 원거리에서 몰래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로 흐르는 패킷을 제3

자가 중간에 가로챔으로써 당사자 모르게 같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는 인터넷 회선 감청55)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전파를

중간에서 탈취하거나 기지국에 전송된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고 분석해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휴대전화 감청이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문제와 그에 따른 감청기술 및 설비의 미비 문제로

테러범죄나 강력범죄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의 이슈로 한때 크게 사회적으

로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56)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송중인 정보’에 대한 수집방법을 크게 펜트랩법

55) 정대용 외2 “수색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2016.3.), 53쪽 

참조

56) 동아닷컴, 2016. 7. 18.자 기사 “강력범죄 해결할 휴대전화 감청 못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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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rap Statute)과 감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펜트랩법에서는 전기

통신의 접속정보 등 ‘컨텐츠 이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감청법에서는 전송중인 전자통신의 내용인 ‘컨텐츠 자체’

를 획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57)

나. 소위 ‘카카오톡’ 사태에서 벌어진 ‘감청’논란 사례

우리 사회에서 ‘감청’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쟁점화되고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꼽자면 단연 ‘카카오톡’ 사태를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톡 사태란 2014. 10.경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의 대표이

사 이석우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회 쟁점

화되었다.58) 당시는 카카오톡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감청에 협조하고 있

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감청과 감시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음카카오

가 여론의 질책을 받으며 궁지에 몰리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

음카카오는 대법원의 2012. 10. 25.자 선고 판결59)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하더라도 위 판례의 “감청의 대상으로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감

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

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시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3일에서 7일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서버

57)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제185쪽, 제186쪽

58) 2014. 10. 14.자 머니투데이 “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 현실적으로 가능?” 기사 참

조

5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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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어 더 이상 감청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후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의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찰과 카카오톡의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1년간 계속되었고, 그 후 2015. 10.경 사명이 ‘카카오’로 변경된 카카오톡

운영업체 대표이사 이석우는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

행에 응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다만 수사대상자 외에 개인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는 등으로 조치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며 감청영장 협조를 선언하였다60). 하지만 결국 다시

대법원은 2016. 10. 13.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7일 마다 정기

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의 ‘감청’ 집행은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감청’의 개

념과 그에 따른 집행방법의 엄격성을 재확인하였던 것이다61).

결국 검찰은 감청영장을 합법적으로 발부받고도 ‘실시간’이냐 ‘저장 후’냐

라는 사소한 시간상의 집행 차이로 공을 들여 수집한 핵심적 증거를 날려

버리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근본

적인 문제는 데이터통신의 특수성을 예측하지 못한 채 음성통화를 기본으

로 통신이기만 하면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먹구구식 해석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되지 못한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크게 설득력을

갖게 한다62).

다.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에서의 문제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대한 정의규

60) 2015. 10. 7.자 MBC 뉴스데스크 기사 참조

6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호 판결

62) 오길영,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사)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2

호(2016. 6.)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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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리고 대법원의 감청에 대한 해석취지를 보면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

하여 SNS를 실시간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형적인 감청의 영역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으로 피혐의자 등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모르게 SNS에 비밀리에 접속하

게 되면 기존의 송수신이 완료되어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수색하고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행위를 함은 물론 나아가 피혐의자나

피혐의자의 지인, 가족 등이 피혐의자와의 사이에서 수시로 전송하는 글

이나 사진, 각종 전자적 파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득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전자의 행위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정보에 대한 온라인 수색이나 원격 수색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

하여야 하고, 후자의 행위는 ‘감청’의 요건으로서의 형법상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아편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등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

의 중요대상범죄에 대해서, 2개월이라는 제한기간 내에서 법원의 감청 허

가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한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이 부분에 대한 영장집행 방식은 실시간으로 취득한 송수신 디지털 정

보의 내용을 바로 그 자리에서 캡쳐하거나 별도 저장하는 방법으로 집행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라며 위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

가. 역외 압수수색의 개념

여기서 또 하나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토큰 기반 인

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에 따른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이다. 현재 대부

분의 유명 SNS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주로 다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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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운영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데이터 저장 서버가 물리적으로 대한

민국 외에 존재한 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SNS 업체

들의 특성상 토큰 기반 인증 압수수색은 국내에 있는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를 통해 해외에 있는 SNS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다

운로드받아 압수수색하는 방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행사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즉, 압수수색이 대한민국 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을 역외

압수수색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성에 의해 역

외에 존재하는 컴퓨터 데이터 및 관련 디지털 증거에 대해 집행하는 압수

수색 방법’63)이라고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해외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

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

는 압수수색 방법’64)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나. 역외 압수수색의 특성

역외 압수수색은 그 개념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 국

내 사법권의 속지주의적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 압

수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범죄와 직접 관

련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특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입장인 압수

수색 장소의 범행 현장관련성, 압수수색 목적물의 유체물성과 충돌되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문제로 국가간

사법권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3) 정소연,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1권 제1호

(2017. 6.) 62쪽

64) 정대용,김기범,권헌영,이상진,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법조(2016. 

12.)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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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외 압수수색의 위법여부

(1) 위법성 논란의 소지

역외 압수수색은 먼저, 사법권이 충돌되는 양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이

없거나 해당국가에서 강제 또는 임의수사에 대한 적법한 승낙을 하여 준

상태가 아닌 이상 다른 나라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권한없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위법소지가 있

고,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서 피압수자에 대한 사전통지(형사소송법 제122조), 현장에서의 영장제시

(제219조, 제118조),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제121조), 압수시 압수목록의

교부(제129조) 등을 압수수색의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역외 압수수

색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들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65) 또한, 원격 압수

수색은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압수수색에 이용

되는 컴퓨터는 압수대상 정보를 입력, 수정, 관리하는 등 사건과 관련된

컴퓨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보이는 견해66)도 있다.

(2)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해외사례

(가)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 협약상의 규정

역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의 규정 중에 제32조(동의 또는 공개된 컴퓨터데이터의

65) 정소연,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1권 제1호

(2017. 6.) 67쪽

66)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2004.봄),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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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간 접근)의 규정67)을 참고해 볼만하다는 견해68)가 있다. 위 제32조

는 a항에서 공개된 컴퓨터 데이터는 그 지역적인 한계에 관계없이 다른

조약 당사자국의 권한부여나 동의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

하고 b항에서 당사자국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적

법하게 배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유효한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면 자국내

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상대 당사자국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

에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유렵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 협약의 규정내용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 경우나 정보권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한정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강제

적인 집행을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역외 압수수색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나 국가 사법관할권의 충돌이라는 사법관할 구역 외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 일정한 경우 유효하게 취득하고 법적인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역외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사법관할권의 충돌이

라는 주요 쟁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나) 독일의 경우

독일은 유럽평의회의 협약 당사자국 중 한 국가로 독일에서는 위 유럽평

의회 사이버범죄방지 협약 제29조69)의 규정을 원용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67) Article 32 - 『Trans-border access to stored computer data with consent or where 

publicly available』, "A Party may,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another Party: a. 

access publicly available(open source) stored computer data, regardless of where the 

data is located geographically; or b. access or receive, through a computer system in 

its territory, stored computer data located in another Party, if the Party obtains the 

lawful and voluntary consent of the person who has the lawful authority to disclose the 

data to the Party through that computer system."

68) 정소연,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1권 제1호

(2017. 6.) 64쪽

69) Article 29 -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 40 -

의 적용범위를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로까지 확장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접근한 데이터가 외국에 존재했다는 것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

식적 국제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70)

(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례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001년 미국 FBI가 러시아 해커가 미국의 2

개 은행을 해킹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한 사건에서 해커에게 고용을 제안하

여 미국으로 유인한 뒤 키로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주면

서 면접의 일환으로 실제 해킹했었던 은행 사이트를 해킹하도록 제안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한 다음 국외인 러시

아 서버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해킹툴 등 범행을 입증할 디지털 증거를 다

운로드 받은 사안에서 이는 수정헌법이 요구하는 영장 예외의 긴급한 사

유에 해당하여 즉시 복제하지 않으면 증거가 파괴되거나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러시아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

반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형사소송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증거채택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United States v. Gorshkov

2001)가 소개되고 있다.71)

(3) 최근 법원의 판결례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례와 관련한 해외 서

버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에 대해 전혀 다른 법률적 판단을 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은 바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72) 이러한 첨예한 판단의

70)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218쪽

71) 김기범,이관희,장윤식,이상진, “정보영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찰학 연구」제11권 제3호 

97쪽

72) 2017. 7. 17.자 법률신문,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언론 기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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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이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가 더 이상 이론적인 탁상공론이 아니라 형사법정의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 역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례

먼저 해외 서버에 대한 역외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사

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증거수집행위라며 역외 압

수수색행위에 대해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단이 2017. 6. 13.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2017노23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등 사건)에서 먼저 나왔다.

위 판결은 목사 겸 인터넷언론인인 피고인에 대한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

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225국과 이메일 통신방법 제안, 국정원 대

선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응사업 추진 상황, 조직 모임의 진행상황, 민심

동향 보고와 관련된 각오’ 등이 기재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고난

주간설교’로 시작되는 한글파일로 위장하여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 ‘to you7-7.docx'를 생성하고, 2013.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인터넷업체 ‘SINA.COM’에 접속하여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공동으

로 사용하는 이메일 ID로 로그인한 뒤, 위 암호화한 파일을 2개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차량 압수수색 중에

USB 저장매체를 발견하였는데 그 USB에는 위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

된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복호화하여 ‘분기마다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

호’를 확보하게 되었고, 법원에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북한 대남공작조

직 225국과 간첩 통신수단으로 사용한 외국계 이메일 총 10개 계정 중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개설시점 ~ 2015. 11. 24.간 이메일 계정, 받

은 편지함 등 각종 편지함, 임시 보관함 등 각종 보관함(휴지통·캘린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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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포함)에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동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 동 내용을 저장한 저장매체’, 압수수색할 장소를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 압수수색검증 방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에서 인터넷 전문가, 포

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중국 Yahoo사와 중국 SINA사 이메일 홈페

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10개의 이

메일 계정·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후 국가보안법위반 범증자료 출력

물 및 동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로 각 특정하여 압

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토록 조건을 부가

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은 피고인 측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

실을 설명하고 위 영장을 제시하며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 측은 참

여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틀 후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은 영장발부

취지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임연구원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입

회하게 한 후 위 각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

였으나 그 중 1개의 계정에 대해서만 로그인이 성공하여 데이터 다운로

드, 화면 캡쳐, 출력 등의 방법으로 증거들을 수집하고 디지털 정보의 경

우 해쉬값을 생성하여 동일함을 확인하고 위 입회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 재판부는 ① 압수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제 규정들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라 압수할 물건을 상대로 이루

어지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수사기관이 특정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메일 계정에 관한 접근권한에 관한 자료(ID, 비밀

번호)를 확보하였음을 기화로 외국에 위치한 서버에서 해당 디지털 정보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닌 그 밖

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방법은 아

니고, ② 압수수색의 방식 면에서도 실제로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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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면서

도 압수수색 영장상의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의 임의의 장소(한국인터넷진

흥원)로 기재하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되는바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등을 상대로, 전기통신

의 경우는 해당 전기통신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저촉되며, ③ 또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

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

피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④ 나아가 압수수색 대상인 전기통신 자

체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을 수집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이는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게 되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게 됨

으로써, 수집된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되

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압수수색영장

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정을 열거나 개봉하여 압수수색하는 장소 내지 대

상물이 해외에 존재하여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저장매체

속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까지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는 어렵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제도로는 해외 서버에 대한 이

메일 역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역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례

위와 같이 역외 압수수색은 위법하여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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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와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약

20일 후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 나왔다. 2017. 7. 5.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2017노14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는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합하고 북

한의 사업구상에 따른 정세보고를 비롯한 새로운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였

으며, 그 무렵 정치권 동향, 지역 노동․시민계 동향 등을 수집․정리한

대북보고문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 축하문을 작성하는 등의 활

동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당시 국

가정보원 수사관 등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신체․주거지․차량

등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대북보고문과 찬양문 등의 문서파일을 발견하고, 피고인 중 한명이 소지

하고 있던 수첩, 다이어리 등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발견

하게 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앞선 판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법원에 압수

수색검증할 물건을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간첩 통신수단으로 사용

한 외국계 이메일 등’, 압수수색할 장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

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컴퓨터’, 압수수색검증 방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컴퓨터에서 외부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압수

된 이메일 계정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이메일 홈페이지의

로그인 입력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이메일의 계정․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국가보안법위반 범증자료 출력물 및 동 자료를 선

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의 봉인․압수’라는 취지로 각 특정하여 기재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청구한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 수사기관은 압수수

색 당일 피고인 측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통지하고 그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 측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수사기관은 발부받은 영장

의 취지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각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계 이메일서비스 제공업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공소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다운로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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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거나 화면 캡쳐, 출력 등의 방법으로 증거들을 수집하고 저장된 디지

털 정보의 경우 해쉬값을 생성하여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결국 앞선 판결

에서의 해외 서버 이메일 역외 압수수색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압

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앞선 판결과 전혀 다른 법률적 판

단을 하며 이러한 방법의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먼저 국

가정보원 수사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수사의 필요에

의해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된 상당한 방법에 따라 채증활동

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이고, ② 수사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고인들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형

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법원의 영장에

의한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④ 외국계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

서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서버관리자의 의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

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으로 추정되고 법원의 영장에 기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수사관이 대한민국에서 이메일에 접근하였다면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국

제적인 관할권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⑤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외국계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

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일 뿐, 외국에 위치한 서버 그 자체에 대해서 압

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계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외국의 간수자

가 참여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

이 되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공조를 거쳐야 한다

고 할 수 없는 점, ⑥ 컴퓨터를 조작하여 외국계 이메일에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는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참여한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담당하였는바, 이메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

터에 저장한 후 그 해쉬값과 USB에 복사한 이후의 해쉬값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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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메일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떠

한 조작이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가 진행되기 전 피고인들에

게 이를 통지하고 그 참여여부를 물은 이상, 그 통지가 당일에 이루어졌

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메일을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므로, 압수수색검증 사실을 당일 통지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적법하게 압수한 피고인들의 메모

등에서 지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법관의 영장에 기하여 취득

한 외국계 이메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

최근(2017. 10. 31.) 대법원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7. 7. 5.선고 2017노146

사건의 상고심에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해외 서버 이메일 압수수색이 적법

하다는 취지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위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영장주의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

법 규정, 증거능력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

다고 판단함으로써 해외 서버 이메일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관련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속하게 내렸다.73)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역외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신

념과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심사건의 많은 쟁점 중 하나에 불

과하여 확립된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지는 관련쟁점에

대해 향후 이어질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규정의 주요 제정취지와 인터넷 디지털문명의 비

약적 발전 속에서의 형사사법정의 구현과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주요이

73)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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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을 적절히 잘 해석해낸 합리적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4) 소결

역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위법성 논란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쟁점 그리

고 그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의 최근 관련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역외 압수수색의 위법여부에 대한 최대의 입장 차이는 우리의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규정들을 실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인지, 그리고 관련규정들이 가지는 입법취지나 법정신이

절대적으로 훼손할 수 없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으로

보아 조금의 위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볼 것인지에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온 것처럼 우리의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

색 관련 규정들은 유체물에 대한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상정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되어 왔기 때문에 종래 예상하지 못하였던 디

지털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법환경을 훌쩍 뛰어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심화

되고 있다. 가장 쉬운 정답은 당장 하루아침에 우리의 법현실에 맞도록

법규범을 고치는 것이겠지만 규범이란 것의 본질적인 속성상 언제나 새로

운 현실과 실무가 나타나야 뒤늦게서야 고쳐지게 마련이므로 곧이곧대로

형식적인 법규정이라는 틀에 갖추어 엄격하게만 해석하는 것은 물론 법적

안정성과 해석의 편의성은 있다하더라도 결국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에

게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형식적 법논리에 빠져 실질적 정의를 놓지

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만연히 법규정의 문언적 취지에 따를 것

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살리면서도 현실적 정의와 국

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외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하다는 견해들이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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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들인 피압수자에 대

한 사전통지(형사소송법 제122조), 현장에서의 영장제시(제219조, 제118

조),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제121조), 압수시 압수목록의 교부(제129조)

등의 규정위반이나 형해화 주장은 해당 규정들의 입법취지나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선해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모든 사소한 절차규정

중에서 단 하나의 절차위배만 있어도 관련 압수수색 절차 전체가 위법하

다는 식의 주장은 실체진실의 발견과 절차적 정의라는 형사소송의 큰 이

념을 균형감있게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74)

따라서 역외 압수수색을 무조건 위법하다며 부정하기 보다는 국내외적으

로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직시하고, 역외 압수수색으로 인한 남용과 부작

용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헌

법적 기본권을 지켜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체 국가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세련된 압수수색 기법을 개발하고 우리 법체계의

테두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어떠한 모습으로 적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이다.

결국 역외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는 적법하되 ① 역외 압수수색으로 해

외 서버 등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권한이 법원의 영장이나 접속권한자의

동의 등에 의해 정당하여야 하고, ② 그 채증과정에서 피처분자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물론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의 취

지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채증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74)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

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

외적인 경우라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라며 압수수색과정의 사소한 절차위법이 압수수색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만

드는 것은 아니라 절차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를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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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라.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에의 적용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주요 SNS 서비스 제공업체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으로 주요 서버가 해외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에서도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① 적

법한 압수수색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토큰을 채득할 것, ② 법원의 영장이나 접속권한자의 동의 등에 의해 적

법하게 토큰을 이용하여 해외 SNS 서비스제공업체의 서버에 접속할 것,

③ 접속과정에서 정보관리주체인 피처분자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

④ 채증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

보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역외 압수수색은 적법하여 유효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봄이 합당하다.

6.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Authentication) 문제

가. 문제의 제기

앞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서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서의 토큰 기반 인

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의 문제를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제기될 중요

한 쟁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이다. 압수수색

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유효하게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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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야 할 중요요건이 바로 진정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진정성의 문제는 특히 디지털 증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흔

히들 디지털 증거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복제의 용이성, 변조의 용이성, 한

번에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정보를 복사, 생산할 수 있는 대량성 등으로

인해 증거 채득과정에서 과학적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이 상시 논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원격지에 대한

온라인,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가 이루어져 서버에 있는 디지털 원본데이

터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더욱이 실시간 압수수색을 병행하게 되므로 인해 실시간 증거의 획

득에 관한 방법과 진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나. 진정성(Authentication)의 개념

먼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한 요건들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진정

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증거에 있어서의 진정성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증거제출자

가 입증을 위하여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말한다.75) 특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의 진정성은 증거가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증

거가 특정 컴퓨터 또는 특정 위치에서 획득되었고, 디지털 증거가 완전하

고 정확하게 복사되었으며 그것이 수집된 이래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76)

이러한 진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요건으로 불리는 개념들이 바로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75) 김재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의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법학총론 제31집 제1호 

176쪽

76) Eoghan 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Chap. 3.2.2. Authentication of 

Digital Evidence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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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경,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증거가 채득되어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디지털 증거가 원본 데이터

로부터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

제를 무결성의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적절한 보

관의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데 디지털 증거

가 특정 시스템 또는 특정 위치로부터 획득되었으며, 그것이 수집된 이래

로 계속적으로 변경이나 훼손없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적절한 보관의 연계성의 기록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범죄

와 연결시킬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77)

유사한 개념으로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

이 아닌 복제본 또는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원본과 복제본, 출

력물이 서로 일치한다는 개념으로 무결성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78) 이에 대해 대법원도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

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전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

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

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79)하여 기본적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관련 개념으로 신뢰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뢰성이란 과학적 증

거로서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수집 및 분석 절차에

있어서 적용된 과학적 원리 또는 이론에 대한 신뢰, 그 원리 또는 이론을

구현한 기술에 대한 신뢰, 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의 과학적 타당

성에 대한 신뢰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80)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77) Eoghan 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Chap. 3.2.2. Authentication of 

Digital Evidence p.60

78) 박혁수, 개정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논문집(2009. 7.), 384쪽(위 

김재봉 논문 제176쪽에서 재인용)

79)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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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미국의 1923년 Frye사건(Frye vs U.S. 293

F.1013(D.C. Cir. 1923))에서 최초로 제시되어 활용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채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과학기술이 특정 과학기술분야

에서 일반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

나 위 판단기준인 Frye Test는 그 기준이 애매하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미 연방대법원은 Daubert사건

(Daubert vs Merrell Dow Pharmaceuticals, 509 U.S. 579(1993))에서 과

학계의 일반적 승인이라는 기준 대신에 법관이 독자적으로 신뢰성을 판단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 기준이 현재까지 일

반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81)

즉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 저장되었으며 증거 분석시까지 적절한

보관의 연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무결성이 법정에서 채득한 디지털 증거가 원본 증거와 동일하다는 동일성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의 과

학적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디지털 정보의 진정성 확보 절차

(1) 영국의 ACPO82)의 The Good Guide for Computer Based

Evidence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디지털 수사관들이 그

들 자신의 필요에 맞는 범죄 현장을 다루는 프로토콜 개발을 도와주는 많

은 공개된 가이드라인들 중 가장 잘 만들어진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중 하

80) 김재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177쪽, 노수환,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 법조(2015. 8.) 제16쪽

81) 위 김재봉의 논문 제177쪽 인용

82)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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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꼽히는 것이 영국 ACPO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

털 수사관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디지털증거로 데스트탑, 랩탑, 모바

일 기기 뿐 아니라 미니 컴퓨터,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게임 콘솔과 같

은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들에 대해서까지도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

다.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범죄 현장을 다룰 때 기본적인 목표인 무결

성을 유지하고 증거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증거를 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포렌식의 건전성(Forensic Soundness)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83)

그 첫 번째 원칙은 저장매체 또는 컴퓨터의 데이터가 나중에 법원의 신

뢰를 받기 위해서 법 집행기관 또는 그들 요원들은 해당 데이터를 변경시

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컴퓨터

또는 저장매체에 있는 원래 데이터에 접근(access)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접근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하고, 그러한 접근과 채득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가능한 근거

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원칙은 디지털 증거의 채취과정에 적

용되는 모든 단계들에 대해 확인과 그에 대한 기록이 생성되어야 하고 보

존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향후 제3자가 그러한 과정에 대한 기록을 조사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수사담당자는 관련 법과 원칙들을 모두 성실히 따라 수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를 계획(Plan), 채증

(Capture), 분석(Analyse), 발표(Present)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는 특히 디지털 증거들은 다수의 장소에 산재하여 보관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며, 채증 단계에서는 압수하려는 대상물이 증거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고려하여야 하고, 그 대상물이 발견되어진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들이 단순히 압수수색 장소에 있

83) https://www.cps.gov.uk/.../ACPO_guidelines_computer_evidence..., 위 가이드라인 Section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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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되어서는 아니되고, 합리적 근거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 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압수수

색 행위들은 모두 사진이나 표 등으로 기록되어져야 하며 특히 전원이 켜

져 있는 시스템이나 쉽게 변작이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더 주의를 기

울여서 무의식 중에 증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부주의를 저질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잘 훈련된 전문가만이 증거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다. 분석 단계에서는 특히 더 복잡하거나 긴 조사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초기선별·검토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방향의 변화를 고려하여 포

렌식 전략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관과 포렌식 전문가는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복구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춘 훈련된 사람이 담당하여야 하고, 발표 단계에서는 최

종적인 진술서 또는 보고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조사의 최종적 결과물

로서 시험과정을 요약하고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집의 사용,

요점설명에 관한 도표, 스크린 샷, 예제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한편 기술적 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며 그 표현이 정확하도록 주의하여

야 하고, 증거를 제시할 때 종사자는 사실을 표현할 때와 의견을 제시할

때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전문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와 자

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전문가로서 증언하여야 한다고 제시하

고 있다.

(2) 미국의 미연방 사법연구소의 가이드라인

미국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확보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내에 많

이 알려진 것은 미 법무부 산하의 미연방 사법연구소 가이드라인이다

(Electronic Crime Scene Investigation: A Guide for First Responders,

Second Edition). 이 가이드라인은 초동수사담당자를 위한 지침으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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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제2판을 발행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제1장은 전자기기에 대해 그 종류, 특성, 그 외 디지털증거에 대해, 제

2장은 조사를 위한 도구와 장비, 제3장은 사건현장에 대한 보안과 평가,

제4장은 사건 현장의 문서화(Documenting), 제5장은 증거수집의 문제, 제

6장은 디지털증거의 저장, 포장, 운송에 대해, 제7장은 범죄유형에 따른

전자범죄와 디지털증거에 대한 고려사항을 각 설명하고 있다.84)

특히 위 가이드라인의 제2장에서는 디지털증거 수집과정의 무결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는 저장매체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할 때는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초동수사담당자는 자신의 능력

을 과신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기구와 숙련된 채증방식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패러데이 아이솔레이션 백(Faraday Isolation

Bag)이나 알루미늄 호일 등을 이용하여 압수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기

타의 모바일 통신기기를 감싸야 하는데, 이러한 무선통신 차단 도구들은

전자기기들을 압수 후의 생길 수 있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또는 다른 통신

신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5장에서는 먼저 압수수색은 정당한 권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권한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절차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그 과정에서 사소한 행위마저도

기록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대상 디지털기기의 전원상태를 확

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전원상태는 빛이나 팬의 작동여부, 전원이 켜져

있을 때의 작동에 따른 소음여부 등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로 명확하

게 확인되지 않으면 모니터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다고 한

다. 그 후 모니터가 켜져 있어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사진, 이메일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이 화면상에 보여지면(상황 1) 그 화면을 사진촬영

하고 보여지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는 전원을 제거하는 것

이 가장 안전하게 증거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이며 디지털 정보들이 화

84) 미 법무부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홈페이지에 게재된

(www.ncjrs.gov/pdffiles1/nij/219941.pdf) 위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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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에서 지워지고 있거나 덮어쓰기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저장장치에

대한 훼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제거하

는 것이 권장된다고 한다. 특히 전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사용 환경에서는 컴퓨터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 코드를 바로 빼내는 것이 최종 사용유저, 언제 이벤트들이 발생하였

는지, 가장 최근에 사용된 문서, 명령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

보를 보존하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상황을 나누어서,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으나 화면보호기가 작동

되고 있는 경우(상황 2)에는 먼저 마우스를 가볍게 움직이되 다른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의 휠을 작동시켜서는 안되면 이때 화면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시각적 변화상황을 잘 기록하여야 한다. 그후 화면과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를 사진촬영하며 상황 1에서 본 바와 같은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을 때의 상황에 따른 지침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모니

터가 켜져 있으나 마치 모니터가 꺼져 있는 것처럼 검은 화면이 보이는

경우(상황 3)에는 역시 다른 버튼이나 마우스 휠을 작동시키지 않는 상황

에서 가볍게 마우스만을 움직이면 모니터 화면은 검은색 꺼진 화면에서

로그인 화면이나 다른 정상적 작동화면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

상황을 먼저 잘 기록하고, 사진촬영한 후 역시 상황 1에서 본봐와 같은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을 때의 상황에 따른 지침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

다. 모니터가 꺼져 있고, 화면이 검은색으로 꺼져 있는 경우(상황 4a)에는,

만일 모니터의 전원스위치가 오프 위치에 있으면 모니터를 켜면 화면은

검은색 화면에서 로그인 화면이나 다른 작업 화면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이를 잘 기록하고 역시 사진 촬영하며 상황 1에서 본 바와 같은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을 때의 상황에 따른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이러

한 경우 모니터를 켰음에도 화면이 검은색 화면 그대로라면 이것은 컴퓨

터의 전원이 껴져 있는 경우(상황 4b)에 해당한다. 이렇게 컴퓨터의 화면

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① 먼저 모든 전선과 케이블 그리고 다른 컴퓨터

연결 장치들을 문서화 하고 사진촬영하며 스케치하여야 하며, ②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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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된 전원 공급장치나 모든 케이블, 전선, USB 드라이브 연결장치

등 주변기기에 표시작업을 하고, ③ 이러한 각 코드, 케이블, 전선 그리고

USB 드라이브와 주변 연결장치의 표시상태를 사진 촬영한 후, ④ 컴퓨터

의 뒷면 또는 벽면, 배터리보조장치 등에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제거하고

그로부터 격리하고, ⑤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과 전선 그리고 USB

드라이브를 격리하여 제거하고, ⑥ 디스크 슬롯 등 외부연결 장치 부분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⑦ CD나 DVD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안이 비워져 있

는지 디스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역시 그 슬롯을 테이프로 봉인하며,

⑧ 다음으로 전원스위치를 역시 테이프로 봉인하고, ⑨ 제조사, 모델, 시

리얼 넘버 그리고 사용자특정과 관련한 표시 등을 기록하며, ⑩ 컴퓨터와

관련 코드, 케이블, 전선, 장치나 구성요소들을 기록한 후, ⑪ 충격이나 전

기통신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증거들은 포

장, 보존되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장, 운송 그리고 저장 방

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① 포장과정에서는 채증된 각 디지털 증거들

에 대한 문서화, 표시작업,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 또는 스케치 그리고 목

록화 작업이 마쳐진 후에 포장을 하여야 하고, 포장은 오직 종이봉투와

편지봉투, 골판지 박스 그리고 방부처리 용기만이 이용되어야 하고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는

정전기를 일으키거나 전달할 수 있고 습기를 발생시켜 디지털 정보에 훼

손을 줄 수 있다.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경우 통신방지 물질인 페러데이

아이솔레이션 백이나 무선 주파수 방지 물질 또는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포장하여 원격 통신에 의한 디지털 증거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야 한다. 그리고 전원장치나 어댑터는 함께 압수되어야 한다.85) ② 운송과

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방사선 방출물질, 스피커의 자기장 그리고 긴급

비상등과 같은 자기물질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열이나 추위 그리고 습기에 약하므로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장시간 자동차

85) 이것은 향후 관련 컴퓨터정보의 재생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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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교통수단에 보관되어서는 안되고, 운반과정에서 충격이나 진동으로

부터 안정한지도 고려되어야 하며, 보관의 연계성을 인정받기 위해 그 운

송과정은 문서화되어 기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③ 마지막으로

저장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저장 전에 각 디지털증거들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기후나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

에 저장되어야 하며, 역시 저장과정에서도 전기장이나 습기, 먼지, 진동

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날짜나

시간 그리고 시스템 구성세팅은 내장된 전원장치 등의 전원이 모두 소멸

되는 것으로 훼손되어 중요한 증거가치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가능하면 증거보관자나 포렌식 조사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3)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86)

대검찰청은 2006. 11.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5. 7. 그 명칭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

정’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6. 12.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이 규

정을 비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듯한 명칭이 디지

털 증거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자의 확대와 일반성에 부합하지 않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2016. 12. 다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집,

분석 외에 관리에 관한 규정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술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위 규정 제1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제4조) 그리고 그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의 도구 및 방법의 신뢰성

86)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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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제5조)를 선언하고 있고, 그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디

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일정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거

나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텔포렌식 관련지식

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3개월 이상 디지털포렌식 수사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검찰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6조).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고등검

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등 주요 거점청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포렌식 팀

을 설치하고(제7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보직 등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두고 관련 디지털포렌식 분야

에 지속적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디지털 증

거 수집절차의 전문성, 무결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디지털 증

거의 수집은 일선 검찰청의 지원요청에 의해 대검찰청의 지원지시에 따른

디지털 증거의 분석·현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이와 관련한 법정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였다(제9조). 디지

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만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일선 검찰청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

검찰청의 디지털수사과정은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 수사관을 지정하여 지

원하고 지정받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전에 사건의 개요,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 필요한 사항

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실질적인 압수수색 과정과 관

련하여서도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

항)며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압수수색의 대상인 정보

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만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디지

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도 압수

수색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를 통하여 접속한 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이 경우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저장매체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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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수수색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

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는 조

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은 피

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함과 동시에 무결성과 동일성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

에 대하여 해쉬값을 생성한 후 작성일시 및 장소, 정보저장매체 등의 종

류 및 사용자, 해쉬값, 해쉬함수, 확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확인서

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 참여자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에는 정전기 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16조)하여 운반과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훼손에도 주의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관리에 관해서도 규정(제4장

디지털 증거의 등록)하고 있는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선별 압수

된 증거파일 또는 선별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제18조)하여 원칙적으로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가 아닌 범위 등으로 선별하여 정보를 압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압수 정보는 훼손이나 조작, 변작 등의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고 체계적 통

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압수된 증거파일 등이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등록한 이미지 파일과 해쉬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

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22조). 실무에서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의 관리시

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일선 검찰청에서 그대로 다운로드받는 방법

으로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석작업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지원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

24조). 특히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담당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원요

청자에게 분석결과 통보 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외의 저장매

체에 보관된 디지털 증거 및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를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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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

가 그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또한 위 규정은 2016. 12.개정으로 디지털 증거의 관리에 관한 장(제6장)

을 신설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압수된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하며 그 전담 책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주임검사의 폐기 요청 또는 압수전담검사의 폐기촉탁이 있으면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도록 하고, 디지털 증거 중 주임검사의 처분시까지

압수물로 수리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는 통보 후 폐기하며, 사건번호가 입

력되지 않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6개월 이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사건번호의 입력이 없고 해당 사건 주임검사의 별도 보관 요청이

없을 경우 지원요청 부서에 통보 후 폐기토록 하고 있다(제27조). 즉 대검

찰청의 위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신뢰성있는 채증 확보를 넘어

적법하게 압수된 디지털 증거들의 폐기에 대해서까지 규정함으로써 압수

수색 후의 디지털 증거의 처리문제 그리고 그로인한 오남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2013. 7. 25. 선고 2013도2511 판결에서 “압수물인 컴퓨터

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

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

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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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값이 동일하

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

의 증언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

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져야 하는 조건을 설시하고 특히 그 방

법은 피처분자가 현장에서 참여하고 원본 파일과 복제 파일이 동일하다는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적이나87) 이러한 증명은 그 외

에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원본증거와 제출 증거와의 대조, 압수수

색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1. 5. 26. 2009모1190 결정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87) 이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디지털증거 확보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의 관련규정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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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

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

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

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

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

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

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

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생략)...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

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

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력이나 복제의 방식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 사무실 등으로부터

외부 반출하는데 대한 영장의 기재가 있고, 압수수색의 연장으로서의 피

처분자의 참여권과 디지털 정보의 왜곡이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가 취하여 진다면 현장에서의 압수수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 장소에서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추

가로 압수수색절차가 이어지더라도 적법한 압수수색절차로 인정하여야 한

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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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 토큰 기반 인증을 이용한 SNS 압수절차에

관한여 살펴본다.

앞서 문제제기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토큰 기반 인증을 이용한 압수

수색 방법은 크게 송수신이 완료된 디지털 정보와 관련한 압수수색, 그리

고 실시간 송수신 중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송수신이 완료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은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된 디지털 포렌

식 전문가에 의한 집행시행,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상세한 기

록,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객관적 신뢰확보, 참

여과정에서의 피처분자의 참여, 관련성 있는 정보의 구체적이 객관적 선

별 기준,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시값 생성과 그에 대한 관련

자의 확인, 압수한 디지털 정보의 봉인 및 왜곡방지를 위한 방부처리, 전

자파 차단 용기사용, 보관과정과 장소의 적절성, 각 과정에 대한 보관의

연계성(the chain of custody)의 입증 등의 과정으로 그 진정성

(authentication)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토큰기반 인증 압수

수색의 특성상 위 요건 중 피처분자의 참여와 압수물에 대한 확인과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

(2013. 7. 25. 선고 2013도2511호) 취지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 과정에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참여나 압수수색과정의 비디오촬영을 통한 녹음·

녹화 그리고 관련자의 법정증언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 실시간 송수신 중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실질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감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2조 제7호에서 ‘감청’을

정의하며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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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실시간 압수수색도 그 내용을 보고 압수

수색 담당수사관이 화면을 바로 캡쳐하거나 출력 또는 사진촬영 그리고

급박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채록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잘 훈련된 교육받은 디지털 전문수사관에 의해 행하여져

야 하며 캡쳐하는 경우 새로운 디지털 증거를 생성하는 것이되므로 그 해

쉬값을 생성하고 원본을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분석에는 복제본을 이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을 비디오 촬영 등으로 세세하게

영상기록하고 이를 저장한다면 더욱 그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을 높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

한 비디오 또는 동영상 촬영은 실시간 SNS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수

분 또는 수 초간만 게시되었다가 재빨리 삭제하여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암호성 메시지 등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확보하고 보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과 새로운 입법·제도 도입의

필요성

1. 형사소송법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

지금까지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오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아쉬운 부분은 우리 형사소송법

이 아직도 현실적인 디지털 환경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미비한 규정체계

로 사회적 논란과 그로 인한 비용을 키우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관련 국가

기관의 정당한 수사, 범죄예방 활동을 위축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공

무 수행 중에 언제나 위법의 가능성과 두려움을 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 계속되는 위법소지나 논란의 여지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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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제10장 압수와 수색’ 규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에 ‘정보저장매체등’ 외에 ‘정보’도 그 대상임을 명문의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압수수색의 집행 절차도 상세

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88)

현행법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은 ① 형사소송법 제

106조 제3항의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

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조 제4항의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

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는 규정, 제107조 제1항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

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 소

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제114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

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위 규정

들의 준용규정인 제219조의 규정, ②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인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요건규정들(제5조, 제6조,

88)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23쪽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수색 방법과 압수 절

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기본적으로 유체물 증거를 찾아내는 ‘수색’의 구체적

인 방법이나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

하고 있지 않다’라며 같은 취지로 입법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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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그리고 긴급 통신제한조치 규정(제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그 통지 규정(제9조, 제10조) 그리고 2009년도에 신설된 제9조의 3(압수․

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항의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

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

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

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

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라는 규정(제2항에서 사법경찰관의 경우도 동일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의미하

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한 규정(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 5),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제15조의2,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

보등의 제공에는 금융회사등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제4조

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 제공사실 통보규정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 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법원

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상의 압수수색절차는 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 제114조, 제219조만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특성에 맞게 그 밖의 영장

의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20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121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2조), 압수목

록의 교부(제129조) 등의 규정도 새로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경우에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지

그리고 어느 경우까지 집행후의 보완절차로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줄 것인

지를 대법원의 수동적인 해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합의에

따른 입법으로 정리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미 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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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되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부작용도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은 원격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그 개념과

요건, 집행절차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더 이상의 논란과 절차상의 위

법시비를 종료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 압수수색

은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에 이미 명문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5조 제2항), 형사소송 실무절

차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러한 대검찰청의 규정에 따라 원격 수집된

디지털정보가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89)

2. 디지털정보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

디지털증거는 단 하나의 명령만으로 수많은 디지털 자료를 일순간에 삭

제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고, 특히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무선 전자장치를 통해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접속하여 관

련 디지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신속

한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큰기반 인증을 이

용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위반, 테러사범 등 중대

범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스마트 기

기를 압수하여 토큰을 추출하였다고 하면 바로 해당 토큰을 이용하여 신

속하게 SNS 등에 접속하여 디지털증거를 바로 채득하는 것이 범죄의 입

증 및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점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인 긴급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이라는 규정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제216조 제1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

하는 경우의 압수수색(216조 제3항), 긴급체포를 하면서 피체포자에 대한

89) 사실 이러한 논의들은 2011년 형사소송법개정특위 등을 통해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번번히 입

법화되지 못하고 있다(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

선방안 제211쪽 참조).



- 69 -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24시간 이내 압수수색검증(제217

조),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

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한 압수(제218조)90)의 경우에 그 긴급성 또는 비강

제적 처분으로 인해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편의를 위한 압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실무상 일반적인 긴급압수수색

제도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없어 법집행 일선에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왔다.91)

이러한 문제는 특히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향후 수사실무에서 급격히 증

가할 것이 예상되며 토큰기반 압수수색 등의 새로운 디지털 수사기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의 긴급압수수색제도 도입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디지털정보의 긴급

압수수색제도는 사실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피처분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더 크게 침해하는 행위인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

에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체계(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와

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도입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요건은 긴급체포에 준하여 ①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인

멸의 가능성 ③ 긴급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역시 48시간 내

에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정보의 긴급압수수색제도가 보완된다면 토큰기반 인증 압

수수색은 증거의 신속한 발견과 확보, 추가 범행의 방지와 예방 등의 기

능을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0) 엄밀히 따지면 이 규정은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불과할 뿐 긴급압수수색의 일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91) 실제로 2015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피의자가 도박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살인미수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되어 조사를 받아온지 3일째에 일주일 전에 자신의 처를 주

거지에서 살해하였다고 별건 살인사건에 대해 자백한 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이 자백에 따라 주거

지를 확인하여 보니 살해된 피의자의 처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고, 현장에 떨어진 

범행 도구를 발견하여 범행 도구를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으로 압수하고 

사후압수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청구한 사안에서 영장담당판사는 범행 후 7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범행 직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하였고, 다른 긴급압수수색 규정으로는 압수요건

의 해당사항이 없어 압수할 수 없는 황당한 사례가 실무에서 벌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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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통합적 형사소송절차 규정의

도입 필요성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우리 법체계

상 정확히 구별하자면 압수수색절차와 감청절차가 함께 공존하는 강제처

분이다. 즉, 송수신이 완료되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는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고, 송수신이 예정되거나 전송 중에 있는 디지털정보는

감청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각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법령도 체계가 전혀

다른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영장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근거하여 형식적으로 별도로 집행하게 되며 특히 집행과정에서

도 감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행과정의 ‘비밀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

여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절차와는 달리 통신

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

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집행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통지 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지를 원칙하고, 그 영장발부 요건과

허가서발부 요건 그리고 집행절차, 방식 등이 전혀 다르게 이질적으로 규

정되어 있어 법체계상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에 따른 사전통

지, 참여권 부여, 영장제시의무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절차에 따른 집

행후 사후통지 절차(법 제9조의2)간의 충돌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에 따른 사전통지에 의해 이미 통신비밀보호

법상의 감청절차는 그 비밀성을 잃고 실효성있는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디지털정보에 대한 실시간 압수수색은 일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

는 송수신이 완료된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해당하는 송

수신 중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자료확보가 병존하게 되지만 실상은 잠시

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불과할 뿐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종래의 ‘감청’을 유선전화내용을 전화국을 통해 중간에서 회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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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청하거나 혐의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도청기 등 감청장비를 비밀리에

설치하여 엿듣는 종래적 개념의 ‘감청’을 전제하여 두고 관련 규정들이 개

개의 법률을 통해 산재되고 있음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보인다.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디지털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채득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92)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유체물 증거에 비해서는 삭제나 변조가 쉽고, 네트워크를

통해 장소적 이동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나 반대로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

서는 보존성이나 장소적 고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제3의 증거방법으

로 보아야 한다. 정보처리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디지털 정보

가 증거로 이용되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다시 새로운 증거수집 방

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보와 통신의 디지털 컨버

전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방법은 양쪽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견해93)가 있는 바, 상당히 경청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과도한 국가기관의 침해와 간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 스파이웨

어를 이용한 압수수색 등 온라인 압수수색에 대한 통합적인 형사소송절차

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온라인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통합적으로 규정된다면 그 발부과정이나 집행결과, 연간

집행건수와 어떤 중대범죄의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압수수

색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분류와 정보공개가 더 명확하고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압수수색 등 온라인

압수수색은 압수수색과 감청이라는 현행 법체계상 이질적인 두 절차를 필

92)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규정하는 ‘정

보영장’의 도입을 주장하며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도 함께 위 정보영장의 범주 안에 넣어야 한

다는 견해도 있다(김기범외3, 정보영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

93) 전현욱, 윤지영,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12. 10.)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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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현행 법체계가 ‘디지털정보에 대한 온라

인 압수수색’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예상하지 못해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법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온라인 압수수색’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압수수색절차

를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통합적으로 한 절차 안에 담아냄으로써

절차의 효율성과 집행의 신속성, 편의성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압수수색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부정

적 시각과 우려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하여 나갈 필요도 있다할 것이

다.94)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토큰기반 인증을 이용한 SNS 압수수색에 관련한 법률적 문제

점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토큰기반 인증 방식 압수수색은 피혐의자가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

면서 각종 SNS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유효한 토큰을 수사기관

등 사법당국이 모바일 스마트기기에서 추출하여 마치 진정한 접속권한을

가진 것처럼 피혐의자의 각종 SNS나 이에 연계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하여 SNS 등에 게시된 그리고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각종 디지털정보와

실시간 위치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온라인 압수수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압수수색 방식은 살인, 강도, 감금, 인질강도, 마약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와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항공기를 납치하는 등 대형 테러범죄에

신속하면서도 다양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범죄의 증거를 획

94)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 등의 온라인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 뿐아니라 별도의 

국민감시센터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후 그 집행의 적정성과 관련자료의 보관, 정기적인 

공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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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 향후 범행계획이나 방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수사기법인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

어지므로 증거확보 활동으로 인한 각종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피처분자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

는 면에서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증거

를 확보함으로 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율적인 수사기

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압수수색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와

의 괴리에 의해 많은 위법성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유체물’에 한정

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의 ‘현장성’과 이에 따른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주

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영장원본의 현장제시의무,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을 주요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원격 압수수색의 문제,

온라인 압수수색의 문제, ‘감청’으로서의 절차요건 충족 문제, 역외 압수수

색의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는 이를 인정

하지 않을 시에 생길 수 있는 높은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피처분자의 주거

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 가능성에 비해 오히려 원 수색장소

에서 추가적인 주거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없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압수수색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영장을 현장에서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디지

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에 맞지 않으며 더 큰 기본권제한에 해당

하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제시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제85조와 제200조의6의 규정취지

와 강력범죄,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신속한

증거확보라는 온라인 압수수색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후 영장제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압수수색의 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해

포괄영장이라는 논란은 디지털 정보의 작성기간이나 작성주체, 주요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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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등에 따른 제한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른 제한이나 특정으로 충분

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우리 법체계상 압수수색이면서 동시에 ‘감청’에 해당하여 법체계상 형사소

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절차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제 실무에서는 내란의 죄, 외환

의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등 주요 중대범죄에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에 따른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의 방식이나 절차가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저촉되며,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의무와 피처분자의 참여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으나 법원의 영장 등 정당한 접근권한에 의한 것이

고,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당한 접속방식과 서비스제공자의 의사를 고려

할 때 국제적 관할권의 문제나 영장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

고, 정보주체인 피혐의자에 대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적법하

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급

속을 요하는 경우’로서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통지와 사후영장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

로 디지털 증거는 복제나 변조의 용이성, 정보의 대량성 등으로 인해 진

정성의 문제가 항상 야기될 수 있으므로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

수수색으로 증거를 채득할 때는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외부 디지

털 포렌식 전문가의 참여, 비디오촬영을 통한 녹음․녹화 그리고 실시간

게시되는 정보에 대한 캡쳐나 출력, 사진촬영과 채록을 하고 생성된 디지

털 증거들은 그 해쉬값을 생성하여 원본을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그 무결성과 동일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

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은 현행 법체

계하에서 여러 충족하여야 할 요건들과 다양한 제한요소들 그리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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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논란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지만 결론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95) 하지만 이러한 토큰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압수수

색 등 종래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하여 왔던 새로운 온라인 압수

수색 기법들의 등장으로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혼란과 논란이 계속하여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혼란과 논란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기법의 압수수색 방식들에 걸맞는 새로운 절

차와 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디지털 정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압수수색 집행 절차의 특성에 맞게 새로이 정비하여 특히 현장에

서의 영장제시의무나 압수목록의 교부의무 등을 디지털정보의 특성에 맞

게 사후영장 제시나 교부가 가능하도록 명문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디지털정보의 삭제나 훼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정보에 대한 긴

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으로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 등 소위 ‘온라인 압

수수색’이 범죄현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큰기반 인증 압수수색은

종래 우리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압수수색방식으로 그 요건과

절차가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사실상 산재되어 형식적으로 두

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의 압수수색절차에 따른 영장제시와 사전통지, 참여권의 부여라는 절차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절차에 따른 집행후 사후 서면통지절차와의 집행

상의 모순과 충돌이 법규정상 발생하고 있으며, 영장의 발부 및 집행과정

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 압수수색이 사용된 집행내용과 집행횟수 등

의 공개라는 방식을 통한 사후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절차에서

통합적으로 온라인 압수수색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이 종국적으로

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5)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가장 큰 논란은 압수수색 집행시에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참여권의 보장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여러 

측면에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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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recent years, most SNS service providers have shifted from the

existing desktop computer-based service provision platform to the

mobile smart device-oriented platform, and the basic authentication

system has changed from the conventional server-based authentication

method to the token-based authentication method.

The online seizure and search using the token-based authentication

method is that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extracts a valid token of

a suspicious person generated in the process of logging in to various

SNS while using the mobile smart device. It is a type of on-line

confidential search that secures various kinds of digital information

and real-time location information posted on SNS and posted in

real-time by accessing the application linked thereto.

These seizure methods are useful for large-scale terroris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confinement, drug abuse, or the abduction of

aircraft by using explosive materials. Time cost can be greatly

reduced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s can be minimized in that it

does not involve a direct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r the

housing rights, and the efficient and prompt investigation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evidence destruction due to rapid, so it is expected to

be a excellent technique.

However, these online seizure-search is causing a lot of controversy

due to the gap from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s. The Criminal

Procedure Law basically restricts the object of the seizure-search to

"stuff", so it is obligatory to present the original of the warrant and to

issue a confiscated list from the viewpoint of the "physical scene".

These regulations cause new problems that have not been anticipated

in the past, such as problems of remote seizure-search, problem of

online seizure-search, compliance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as

'tapping', search and seizure of outside jurisdiction in other countries.

The problem with remote seizure-search is that it is lawful i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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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high po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destruction and the ability to

secure evidence quickly without infringing additional residential or

property rights in the original search site. Related to the problem of

online seizure-search,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rule that it is

possible to present a warrant after enforc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seizure, such as the purpose of that,

prevention with violent crime and terrorist crime. There is the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a search warrant as a comprehensive

warrant. It is thought to be enough to solve through the way such as

the possible limited period in accordance with such written or created

entity, the main keywords of digital information. Also, the process of a

seizure using the token-based authentication method is both a seizure

and 'tapping' in Korean legal system. So, the procedural conditions for

the legitimate 'tapping' should also be satisfied. In relation to the

issue with the seizure of outside jurisdiction in other countries, it is

due to the legitimate access right such as court's warrant, and it is

due to the legitimate access method which the service provider

anticipated, and it might not cause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presenting warrant on field, considering the service

provider's inten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lawful.

Finally, in order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the digital evidence, an

investigator need to record the detail of the whole process, to

participate digital forensic experts, to record through video shooting,

and to capture real-time information on post. The digital evidence

generated by capturing, outputting, and photographing should be

thoroughly integrity, identity and reliability by creating the hash value

and sealing and storing the original separately.

The confusion and controversy continues to arise in academia and

field, due to the emergence of new online seizure-search techniques

that have not been anticipa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ch as

the seizure-search using token-based authentication method. Clearly

resolving this confusion and controversy is likely to require le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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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to clearly define new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the new

digital information seizure schem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ease of

deletion or destruction of digit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for responding promptly and effectively

to the crime scene by introducing an emergency seizure-search system

for digital information. The search and seizure of token-based

authentication is confusing and inconveniencing because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current law are scatter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at they have to undergo formal procedures in two ways. Th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preliminary notification, the

grant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ost-written notification procedures after the enforcement proceedings

in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occur at the usual time,

so that these contradictions should be eliminated. We need to make

transparent the enforcement process and the number of execu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st-control. Therefore we need to

have legislation that ultimately stipulates an integrated online

seizure-search procedure.

Key words: token-based authentication, SNS seizure-search, online

seizure-search, outside jurisdiction seizure-search, remote

seizure-search, wiretapping controversy, digital

information seizure-search, mobile smart device

seizure-search, digital evidence seizu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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